
(New York City Family Justice Centers)

가정 정의 센터란 무엇인가?
뉴욕시 가정 정의센터는 모든 종류의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물론, 노인학대 피해자도 방문 하실수 있는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센터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귀하가 쓰시는 언어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센터를 방문하시면 제공된 안전한 공간에서 일대일 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은 방문객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방문객 전문가는 당신이 필요로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당신과 상의합니다. 방문객전문가는당신과 케이스매니저와의 
면담을 주선합니다. 케이스매니저는 당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센터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설명하고 연결시켜드립니다. 

센터는 당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센터에 
오시는 분은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실때에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십시오. 

 “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FJC 방문손님

가정정의센터가 나를 어떻게 도와 줄수 있나요?
케이스 관리: 당신은 케이스매니저를 만나서 당신의 필요를 의논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른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당신과 자녀들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상담과 
그룹상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변호사와 법정대리인을 만나서 양육권, 방문권, 이민법 등의 
법적문제를 상의하실수 있습니다.

경찰: 센터에 계시는 뉴욕시 경찰국의가정폭력방지 담당자와 만나 
범죄신고절차에 관해도움을 받으세요. 이 담당자는 또한 경찰이 어떻게 
당신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관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지방검찰청에서 나온 검찰관들이 
센터에 있습니다. 검찰관들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형사소송체계에 관하여 
알려드릴것입니다.

어린이방 (놀이방): 당신의 자녀중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은 당신이 
도움을 받는 시간에 따로 어린이방에서 놀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서비스: 당신이 노인학대의 희생자일 경우, 케이스매니저, 
변호사, 검찰관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활대책서비스: 직원들은 사회보장제도, 예산, 양육비, 재정안전에 도움을 
줄수 잇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직업을 찾거나 기타 교육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한 곳에서 가정 폭력 문제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센터

시간,주소, 그리고 오시는 길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311로 전화 하시면 가까운 센터로 연결 시켜 드립니다.

뉴욕시 가정 정의 센터, 브롱스
주소: 198 East 161th street, Bronx, NY 10451
지하철: 4, B 또는 D를 타고 161th Street Yankee Stadium Station
버스: BX1, BX2, BX6, 그리고BX13

뉴욕시 가정정의센터, 브룩클린
주소: 350 Jay Street, Brooklyn, NY 11201
지하철: A, C, F 또는 R을 타고 Jay Street정거장에서 또는 
2,3,4, 또는5를 타고 Borough Hall 정거장에서 내리세요.
버스: B25, B26, B38, B51, B54, B57, B61, B65, B67, 그리고
B75

뉴욕시 가정 정의 센터, 맨하탄
주소: 80 Centre Street, New York, NY 10013
지하철: 4, 5 혹은 6을 타고 Brooklyn Bridge-City Hall Station
까지, J 혹은 Z를 타고 Chambers Street 까지, N 또는 R을 타고 
City Hall 까지, 1, 2 혹은 3 을 타고 Chambers Street 까지, A 
혹은 C를 타고 Chambers Street 정거장 에서 내리세요.
버스: M5, M9, M22 또는 M103

뉴욕시 가정 정의 센터, 퀸즈
주소: 126-02 82nd Avenue, Kew Gardens, NY 11415
지하철: E 또는 F를 타고 Kew Gardens/Union Turnpike 정거장
버스: Q10, Q37, Q46, 그리고Q60

스테튼 아일랜드 가정폭력 대응팀
스테튼 아일랜드에 사시는 피해자께서는 311로 전화를 하셔서 
스테튼 아일랜드 가정폭력 대응팀에게 필요한 정보나 해당 
다른 기관의 의뢰처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을 
알고싶으시면OCDV_DVRT@cityhall.nyc.gov 로 이메일을 쓰시거나 
www.nyc.gov/domesticviolence를 방문해 주세요

뉴욕 가정 정의 센터



The Arab American Family Support Center, Inc./Tamkeen

Barrier Free Living

Bronx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CAMBA

Center Against Domestic Violence

Day One

FEGS

The Financial Clinic

Garden of Hope

Good Shepherd Services Safe Homes Project

Her Justice

Jewish Association Serving the Aging

Jewish Board of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King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Legal Services NYC - Bronx

Manhattan Legal Services NYC

Metropolitan Council on Jewish Poverty

Mount Sinai Sexual Assault &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

New York Asian Women’s Center

New York City Anti-Violence Project

New York C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ew York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Northern Manhattan Improvement Corporation

Queen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Queens Legal Services

Safe Horizon

Sanctuary for Families

Sauti Yetu Center for African Women

Shorefront Y

South Brooklyn Legal Services

STEPS to End Family Violence 

St. Luke’s Roosevelt Crime Victims Treatment Center

Urban Justice Center

Urban Resource Institute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 Inc.

Weinberg Center for Elder Abuse Prevention

W!SE (Working in Support of Education)

안전보호
만약 당신이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아래의 팁들이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험에 처하거나 다쳤다면 즉시 911을 부르세요.
• 폭력사태를 대비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찰에 전화를 거는 

법과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 응급시에 당신과 자녀들이 대피할 안전한곳을 눈여겨두세요.
• 밤 이나 집을 떠나게 될 때에는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잠그세요.
• 당신의 자녀들의 학교/어린이집에 누가 아이들을 데리러 

갈것인지 미리 알려두세요.
• 당신의 집 전화 번호를전화부에서 찾지 못하게 바꾸세요
• 당신의 집주소를 비밀로 하시고,가능한 당신이 사는 곳을 

학대자 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 혼자 밖에 나가지 마세요.
• 가능한 한 당신의 직장에서 받는 전화는 당신이 받기전에 

누군가가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존에 노출된 
직장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바꾸도록 요청하세요. 출퇴근하는 
길이나 시간 또한 바꾸세요. 

• 급히 어디로 떠나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당신과 자녀들의 
중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 여권/ 영주권카드/ 노동허가증
— 사회보장카드/ 출생증명서
— 은행서류/신용카드/수표
— 세금보고서/급여 서류
— 집 증명서/ 전세, 월세 서류
— 접근금지명령서
— 구금/방문지시서
— 결혼증명서
— 자녀예방접종/학교관련서류
— 주소록 그리고 핸드폰 (페이 폰)
— 가해자의 사진
— 이메일,문자, 또는 일기등 학대나 폭력 증거

• 비상금, 열쇠, 의류, 약품 및 위에 열거한 중요서류를 모두 
넣은 가방을 챙겨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거나 당신이 
믿을수있는 사람에게 맡겨두세요.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뉴욕시 가정 폭력24시간 핫 라인 번호 311로 전화하세요

응급한 상황이라면 911로 전화 하세요
모든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nyc.gov

 “이 프로그램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셨고, 전화 사용은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일거리를 찾을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이든지 이 프로그램은 열린 마음으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FJC 방문손님

파트너 기관들

Korean


